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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갈수록 많은 변화를 실행하고 있지만… 

실패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은 변화 실행의 성공률이 50%를 넘지 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1) 

어떻게 하면 변화 실행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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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실행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조직 내에서의 행동 변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변화 전략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고 싶다면,  

그 최우선 과제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투자 수익을 기대하려면 행동 변화부터 하라.” 
-Shirli Pollard Ed.D.,  

Learning Performance Lead, Ai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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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행동 변화 실패 이유  

조직은 다음 다섯 가지 함정에 빠져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데 실패합니다. 

1) 학습을 프로세스가 아닌 단발적인 행사로 인식한다. 

 

2) “The Field of Dreams” – 온라인 지식 공유 장소의 구축에만 집중하고 유지 

보수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3) 지나치게 E-learning에 의존한다. E-learning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일지 

모르나 행동 변화에 항상 도움이 되는건 아니다. 
 

4) 충분한 의사소통과 계획 단계는 배제하고 교육 과정 전달과 학습 실행에 대한 

평가에만 집중한다. 
 

5) 행동 변화의 최종 상태나 평가 방법에 대해 명확성을 갖지 않은 상태로 도구 

개발에만 힘쓴다. 

5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이 데이터는 Robert Brinkerhoff의 40/20/40법칙을 뒷받침 해줍니다. 실행 단계에만 초점을 맞춰 
스킬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는 것보다 계획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과 향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적절하게 투자를 배분한 기업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시간과 자원의 투자비율 (계획/실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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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자원의 투자 비율에 대한 응답을 행동 변화 유지에 있어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을 때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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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자원의 투자비율 (계획/실행/유지): 

행동 변화 유지에 대한 그룹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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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자원을  조직  성과에 

영 향 력 이  높 은  부 분 에 

우선적으로 투자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행동 변화가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One Key 
Lesson jumps 
off th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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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lution 

교육 과정을 단발적인 행사로만 인식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과 유지 단계에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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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에 초점 맞추기 ‘유지’단계에 초점 맞추기 

교육과정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은 
충분합니까? 

현업 적용을 통한 성과나 결과, 성공 사례 
등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평가 계획이 있습니까? 

학습자들은 교육과정의 내용이 조직의 성과 
및 개인의 업무성과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학습자가 교육과정의 흐름과 학습목표 등을 
이해하고  참석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교육담당자로서 학습자들과 이성적, 
감성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어떤 
기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교육과정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소통 및 평가 계획이 있습니까? 
 

학습자들과 그들의 관리자들은 교육과정 
이후에 사후학습 활동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체득화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후학습 프로세스, 
도구, 평가지표, 지원활동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학습자들이 중장기적으로 학습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사례연구나 연습 기회, 
코칭 활동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학습 이후 요구되는 행동의 변화와 새로운 
활동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이나 격려 방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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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변화 
전략들로 인한 

우선순위의 혼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 

임원진 또는 부서 간의 
정치적인 갈등 

교육과정 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평가전략 수립 

경영진의 참여 부족은 행동 변화가 유지되지 못하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하위 
그룹에서 더욱 부각되는 문제이며 그들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학습이 유지되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할 경영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과 올바른 평가 전략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그 이유입니다. 먼저, 경영진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변화 전략의 실행 
및 행동 변화의 중요성과 평가 방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경영진의 참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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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전략의 부재 

평가전략에 대한 경영진의 동의를 얻는 것은 중요하게 다뤄야 할 행동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평가전략에는 key metrics를 포함하여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학습자들을 관찰하고 경영진에 보고하는지 등의 행동 변화 
측정을 위한 구체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성과에 행동 변화가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조직은 전체의 38%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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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업체 평가 공유 사례 

A사의 교육부서는 교육업무에 대해 경영진을 포함한 조직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직원들의 특정한 행동들이 고객 만족도 및 재무적 성과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교육부서에서는 Impact Workshop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고객사의 상위 의사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우수행동  사례와  영업계획  사례를  개발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적극 실천한 결과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현업의 생생한 스토리로 정리하여 보여주었습니다 . 이와 같은 
행동지표와 스토리를 토대로 교육부서에서는 더 큰 차원에서 평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mpact Workshop –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교육과정과 행동 변화의 중요성과 참여의식, 그리고 평가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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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중 
경영진의 지원을 얻고 그들의 역할과 평가 방법을 명확히 했으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학습 내용과 
교수설계 기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Forum사의 
6가지 학습 원칙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 미디어와 함께 학습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양성하라. 

개인과 조직의 가치를 학습과 서로 연결하라.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반영되도록 하라. 

학습자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 신념에 대해서도 다루어라. 

도전(Challenge)과 지원(Support)을 균형 있게 제공하라. 

학습자들이 직접 교육자의 입장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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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후: 행동 변화의 정착 
뛰어난 리더들은 행동 변화를 통해 성과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지’단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훈련의 성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연구결과를 보면 

교육훈련의 성과에 중요한 

역 할 을  수 행 하 는  것은 

단순히 HRD부서만이 아닌 

‘관리자와 학습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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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 관리자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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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의 성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훈련의 성과는 관리자와 학습자들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행동 변화를 유지하고, 또한 
그들의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돕는 역할은 교육훈련 담당부서입니다. 

Forum에서 개발한  

Speed to MasteryⓇ 가  이 를  위 한 
혁신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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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은  차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섯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학습의 70%이상이 직무상에서 이루어 지고 사람들은 차별적 역량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Speed to Mastery는 “70일간 학습자와 함께 하며”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서 적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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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학습을 통해 “It”(차별적 역량)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역량을 위해 학습과정의 주요 개념과 도구, 기술들을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현업 상황에 반영해보고 성찰해봄으로써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차별적인 역량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나 정보, 모델 등을 탐구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중요한 요소에 대한 갭을 파악하십시오. 

새로운 스킬이나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학습을 통해 성취한 바를 되돌아보고, 얻은 것과 더 얻어야 할 것을 종합하십시오.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지원과 코칭을 얻으십시오. 



다음은 조직이 학습과 행동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도입함으로써 행동 변화 유지에 
성공한 ◦◦은행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Forum고객사의 여러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  전국적 금융 서비스 제공 은행 
 

•  1300여 개의 지점과 1000억 이상의 자산규모 보유 
 

•  금융 상품(적금, 보험, 펀드 등)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골 고객에게 판매 촉진 및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전략을 차별화 
 

•  영업사원과 서비스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고 새로운 판매 프로세스 
채택 시스템을 갖춤 
 

•  행동 변화 유지는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인지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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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 영역에 맞는 영업 및 서비스 표준 프로세스 개발 
 

•  고객과 직접 마주하는 6,000명의 영업 사원을 위한 13개의 영업 교육 프로세스 
개발 
 

•  금융 상품(적금, 보험, 펀드 등)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골 고객에게 판매 
촉진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 차별화 전략 
 

•  금융 센터 영업담당자를 위한 영업 상담 워크숍, 콜 센터 담당자를 위한 고객 
서비스, 관리자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 기획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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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변화 유지를 위해 Forum에서는 다음 세 부분의 
프로세스를 설계했습니다. 

Speed to MasteryⓇ: 포럼에서 개발한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교육을 
통해 학습한 핵심 태도나 스킬, 행동을 현업에 적용하고 아이디어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실질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성공담을 공유하며 교육을 통해 학습한 
태도나 스킬,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Metrics that MatterⓇ: KnowledgeAdvisors사의 Metrics that Matter도구를 
활용하여 교육 과정이 경영 성과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만족도 
평가, 이해도 평가, 적용 가능성 평가, 적용 성과 평가, ROI 평가의 5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Impact Workshop: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사업, 신규고객유치 등의 전략 
실행으로부터 기대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획과정입니다. OO은행에서는 이 워크숍을 통해 교육 과정이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 및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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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siness Impact 

OO은행은 이와 같은 전략의 실행을 통해 지금까지 큰 성과를 내 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첫 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금융 사업 부문에서 고객 참여도가 12% 증가했습니다. 
 
• 이례적으로  은행  고객  센터에서의  복합  상품  판매고가  329% 
증가했습니다. 
 
• ◦◦은행의 모기지 부분에서 최근 5년간 월평균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월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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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몇몇 
참가자들도 과정 진행 후 향상된 고객 중심적인 
상담 스킬을 현업에 적용시키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 ◦◦은행에 근무했던 한 은행원은 학습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 달 만에 분기 목표치 대비 176%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  은행의 HRD부서는 경영진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비즈니스 성과를 설명하는데 평가 전략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및 교육을 통한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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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Resources: 
 

Go to www.forum.com/speedtomastery, you can download the following resources: 
 White Paper: Change the Behaviour, Change the Business 
 Webiner Replay: The Art & Science of Behaviour Change 
 Video: How do you make learning stick? 
 
 
Forum Europe & Middle East – 44 (0) 20 7017 7150 
Forum North America – 617 523 7300 
Forum Asia-Pacific – 65 6505 2050 

Forum is a recognised  global leader in linking learning to strategic business objectives. Our learning solutions help 
organisations effectively execute their business strategies by focusing on their most important asset: their people. We 
provide clients with practical and research-based advice and tailored programmes that mibilise employees, accelerate 
business-initiative implementation, and improve agility. Forum’s 40-year legacy as a pioneer and thought leader continues 
with the release of our latest book, Strategic Speed (Harvard Business Pres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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